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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늄이 강화된 이스트에서 셀레늄 단백질의 분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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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enium-containing proteins were separated from selenium-enriched yeast (SEY) using Trizol® reagent

followed by anion exchange (AE) chromatography. This method is simpler and less time consuming than

electrophoresis. Five selenium containing proteins were identified by on-line AE HPLC-ICP/MS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Each protein was enzymatically hydrolyzed

to seleno-amino acids and separated with RP (reverse phase) HPLC for the identification of selenoprot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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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과학에서 가장 큰 관심의 분야는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석화학도 마찬가지로 생명

과학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에서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여러 -omics 분야가 있

으며 대표적으로 proteomics (단백체학)가 있다. 단백

체학이 단백질의 발현과 그 역할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면 metallomics (금속체학)는 수년전부터 나타

난 분야로서 생체에 관련된 여러 금속과 단백질과의

상호작용 및 생체 내에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분야이

다. 예를 들어, 셀레늄은 여러 단백질 또는 효소(예;

글루타티온 과산화효소)와 함께 작용하여 인체에서

생명유지에 관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러한 셀

레늄을 포함한 분자와 단백질들을 분리하고 정량하며

또한, 생체에서의 대사와 그 역할을 연구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셀레늄에 관한 중요도는 그 동안 여러

문헌들1,2에 의하여 많이 언급되어 왔으며 여러 분야에

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셀레늄의 총량 분석부터 환

경3,4과 식품5-7의 셀레늄 함량, 혈장8과 뇨9 등의 셀레늄

총량에서 점차로 인체 대사과정 화학종 구조10,11 및

seleno-amino acid12-14에서 셀레늄이 포함된 단백질15-18

로 점점 연구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셀레늄을 포함한 식품 및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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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 제일 보편화되

고 있는 것이 셀레늄이 강화된 이스트(selenium-

enriched yeast; SEY)이다. SEY는 만들기가 간편하며,

제조과정에서 무기셀레늄을 생체에 섭취가 잘 되고

독성이 적은 유기셀레늄 형태로 전이시키기 때문에

동물의 사료나 의약품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SEY가 항암작용을 한다는 Clark 등의 보고19에 따라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셀레늄 총량의 분석부터 셀

레늄 화학종의 추출 및 셀레늄이 포함된 단백질의 구

조 연구까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18,20 SEY

에 대한 연구는 SEY의 제조와 통제 뿐 아니라, SEY

내의 특성을 규명하여 차후의 연구에 중요한 바탕이

된다. 예를 들어, 셀레늄을 포함한 단백질이 어떠한

인체 대사과정 경로와 형태를 가지는지를 직접 확인

하기는 어렵지만 변인통제가 쉬운 동물에게 SEY를

섭취하게 하여 동물의 대사과정을 살피는 연구가 가

능하다. 대사과정에서 어떠한 단백질로 변하는지 살

피기 위해서는 먼저 시료에 들어있는 셀레늄이 포함

된 단백질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이스트내의 셀레늄과 관련된 대사물질, 셀레

늄을 포함하는 작은 아미노산들, 그리고 셀레늄을 포

함하는 단백질들을 조사하고 정확히 분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복잡한 시료에서 화학종

들을 분리 및 검출하는 다양한 여러 기법들이 발전하

게 되었는데 현재, 대표적으로 HPLC-ICP/MS 또는

Gel-LA (laser ablation) ICP/MS 등이 있다. 이 기술들

은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필요에 따라 여

러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SEY에 포함된 단백질들을 분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전기영동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이 기술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으며 분

리도가 높지 않아서 2차원 또는 다차원적인 전기영동

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또 다른 단점은 분리된 단백질

들을 검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단백질이 분리된

부분을 물리적으로 떼어 내어 추출한 뒤에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는 손실이나 오염이 될

수 도 있다. 좀 더 최근에는 분리된 부분을 레이저

를 사용하여 이온화시켜 ICP/MS로 검출하거나

MALDI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나 ESI (electrospray ionization)-TOF (time of flight)-

MS로 selenopeptide의 구조를 확인하는 연구법15,21이

용이하게 잘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에서는 현

대 분석화학에서 필수적인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단

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크기배제 크로마토

그라피법 (SEC;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을 사

용하여 일차적으로 단백질을 분리시키고 다시 음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라피법 또는 역상 크로마토그라피법

을 사용하는 연구들20,22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영동법이나 SEC를 사용하지 않

고 이스트에서 단백질만을 분리 추출한 뒤, 이들을 음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라피로 간단히 분리하고 이들

중에 셀레늄이 포함된 셀레노 단백질들을 찾아내었다.

즉, 단백질 분리시약인 Trizol®로서 단백질과 RNA를

분리하고 분리된 단백질만을 음이온 교환컬럼을 통하

여 분리한 뒤 ICP/MS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전기영동법을 사용하여 분리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빠르며 단백질만을 매트릭스에서 분리시키므로 깨끗

한 바탕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분리된 여러 셀

레노 단백질들은 다른 기술과 연계하여 더 깊은 연구

를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2. 실 험

팔중극자 반응셀(ORC; octopole reaction cell)이 장착

되어 있는 ICP MS 7500ce (Agilent Technology, Tokyo,

Japan)에 HPLC (Wufeng, Shanghai, China)를 이용하고

음이온 교환 컬럼인 PRP-X100 SAX (Hamilton, MA,

USA)를 사용하여 이스트에 함유된 셀레노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또한, 분리된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효소

를 이용하여 가수분해시키고 C18 역상 컬럼 (Discovery,

Supelco, PA, USA)으로 seleno-amino acid를 분석하

였다.

2.1. 시약 및 시료

시약의 제조에 사용된 물(18.2 MΩ cm−1)은 Milli-Q

System (Millepore Co., USA)에서 제조된 탈이온수를

사용하였다. 모든 용기와 기구는 산세척 후 탈이온수

로 세척하여 사용하였다. 셀레늄 표준용액은 Sel-plex

(2000 ppm, Alltech, USA)를 사용하였다. 별도로 기술

되지 않은 시약들은 가능한 최고 순도의 분석급 또는

이와 동일한 순도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셀레늄 화학종 표준용액은 Sigma-Aldrich (Saint

Louis, MO, USA)에서 구입한 sodium selenite (Se IV,

99%)와 sodium selenate (Se VI, 99.999%), DL-SeMet

(selenomethionine), L-SeCys (selenocyetein), MeSeCys

(methylselenocystein)을 탈이온수에 묽혀 사용하였다.

SEY에서 단백질을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Trizol®

reagent, guanidine hydrochloride, sodium dodecyl sul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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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 99%), N,N,N',N'-tetramethylethylenediamine (99%)

는 모두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추

출된 단백질을 가수분해 하기 위해 protease XIV

(bacterial, from streptomyces griseus)을 사용하였다.

SEY의 단백질 분리에 사용된 이동상은 ammonium

acetate (95%)를 탈이온수에 묽혀 사용하였다. 단백질

들을 가수분해시켜 얻은 아미노산을 역상 이온쌍 크

로마토그라피로 분리할 때는 5% 메탄올 (pH 2.5)을

사용하였고 이온쌍 시약은 0.05% nonafluorovaleric

acid (TCI, Tokyo, Japan)를 사용하였다. 

2.2. 기기 및 실험의 조건

ICP/MS는 기기의 최적 상태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실

험 전 Y 용액으로 최적조건을 구하고 10 ppb 셀레늄

표준 용액을 사용하여 셀레늄의 자연 동위원소 존재비

에 맞는지를 확인한 뒤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시

료 운반기체에 Ar/O2 혼합 기체(Ar 80%, O2 20%)를 추

가로 사용하여 탄소를 산화시켰다. Ar/O2의 양은 0.18

L/ min로 설정하였다.23 셀레노 단백질을 ICP/MS로 검

출할 때에 감도가 가장 높은 80Se을 모니터링하였으며

ORC에서의 충돌기체는 수소와 헬륨을 조사하였는데

수소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최적의 흐름속도

는 신호대 바탕값이 최대가 되는 3.5 mL/min 이었다.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한 AE HPLC에서 컬럼은 강한

음이온 교환 컬럼인 Hamilton (Reno, NV, USA)의 PRP

X-100 (250 mm × 4.1 mm, 10 µm)을 사용하였고 이동

상의 흐름속도는 1.5 mL/min으로 하였다. 이동상은 25

mM ammonium acetate (A)와 250 mM ammonium (B)

이며 완충용액으로 pH 5.5에 맞추어 사용하였다. 셀레

노 단백질들은 다음의 기울기 용매법으로 추출되었는

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초기의 0~3 min은 A가

100%, 그리고 3~6 min은 기울기로 B가 0-100%, 그리

고 마지막 6~20 min은 B를 100%로 하였을 때 가장 좋

은 분리도를 보여 주었다. 단백질을 가수분해시킨 뒤에

얻은 아미노산의 분리에서는 역상 이온쌍 크로마토그

라피를 사용하였는데 컬럼은 C18이었고 용리액은 5%

MeOH, 이온쌍 시약은 0.05% NFVA (nonafluorovaleric

acid)를 사용하였다. 용리액의 흐름 속도는 1.0 mL/min

이었으며 이 들의 최적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3. 단백질 추출 실험 과정

2.3.1. 초음파추출을 이용한 단백질 분리

이 방법은 비록 추출효율이 10% 내외이지만 비교

적 간단하므로 Trizol®방법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

였다. 보관할 때에는 아르곤 기체 조건하에서 -20 oC에

서 보관하였다.

2.3.2. Trizol® reagent extraction을 이용한 단백질 분리

Trizol® 시약을 이용하여 SEY 시료에서 단백질만

분리한 뒤 AE 컬럼으로 단백질들을 분리하였다. 시

료 80 mg에 Trizol® 시약 1.0 mL를 넣은 다음 0.2

mL의 chloroform을 가하여 15 초간 흔들어 주었다.

실온에서 약 2-3 분간 둔 다음 12,000 g로 원심분리

시키고 유기층을 분리시켰다. 약 1.5 mL의 isopropanol

을 넣고 10 분간 상온에 둔 다음에 12,000 g로 다시

원심분리시키고 상등액을 제거하여 남은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단백질을 씻기 위하여 침전된 단백질을

2 mL의 0.3 M guanidine in 95% EtOH 용액으로

씻고 20 분간 상온에 둔 다음, 4 oC에서 15 분간

7,500 g로 원심분리시킨 후 용액을 제거한다. 이 과

정을 2 회 반복후에 마지막으로 단백질에 2 mL의

EtOH을 넣고 상온에 20 분간 둔 뒤에 원심분리

(7,500 g)를 4 oC에서 15 분간 하고 에탄올을 제거

하였다. 

Table 1. Optimized conditions for IC-PMS and HPLC

ICP-MS

rf power 1500 W

Carrier gas 0.95 L/min

Ar/O2 auxiliary gas 0.18 L/min

Collision gas H2, 3.5 mL/min

HPLC

AE column
PRP X-100 SAX column 

(250 mm × 4.1 mm, 10 µm)

Injection volume 100 µL

Flow rate 1.5 mL/min

Mobile phase Buffer A: 

25 mM ammonium acetate, pH 5.5

Buffer B(gradient): 

250 mM ammonium acetate, pH 5.5

0~3 min: A 100% 

3~6 min: up to B 100%

6~20 min: B 100%

Column Discovery C18 column

Injection volume 100 µL

Flow rate 1.0 mL/min

Mobile phase 5% methanol (pH 2.5)

Ion-paring reagent 0.05% nonafluorovaleric acid (NFVA)



360 Kyong-Mi Kim and Yong-Nam Pak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3. 결과 및 고찰

3.1. Se-containing protein 분리

SEY에서 단백질을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음파를 이용한 추출이 간단하며 시간이 짧

게 걸린다. 하지만 이스트에 흡착된 여러 셀레늄과 대

사물질들 그리고 수용성 단백질만 추출이 되며, 그 효

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

만 정성적인 정보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일

차적으로 초음파를 사용한 추출물에 대하여 AE

HPLC-ICP/MS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1). 단백질은 25 분경에 한 개의 피크만 나타났으며

앞부분에서 일찍 나오는 피크들은 분자량이 작은 셀

렌을 포함한 셀레늄 아미노산이나 대사물질로 추정된

다.21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초음파로 추출된 시료

를 Trizol® 시약으로 단백질만을 분리하고 AE HPLC-

ICP/MS를 적용하여 본 결과, 동일한 23 분대에서만

피크가 나타났다. 따라서 머무름 시간이 7 분 이전의

피크들은 단백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Trizol ®

시약을 이용한 단백질의 추출은 시료 이스트에서 다

른 찌꺼기와 RNA 등을 모두 제거하고 단백질만을 분

리하여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에 효율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Trizol®만을 사용하여 SEY에서 직접 단백질을 추출

한 경우에는 5 개의 피크로 다르게 나타났으며(Fig.

2) 초음파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앞의 4 개의 단백질은 잘

분리가 되었으나 5번째의 피크는 피크들이 겹쳐서 나

오는 것으로 보였다. 분리조건을 향상시켰을 때에 5번

째와 6번째 피크를 분리시킬 수 있었는데 마지막 6번

째 피크는 단백질이 아닌 [BrH]+에 의한 간섭으로 보

인다. 즉, Br이 용리되면서 충돌셀에서 충돌기체인 수

소와 [BrH]+를 생성하고 이 때문에 m/z 80에서 피크

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 6번째 피크를 가수분해

시켰을 때에 셀레노 아미노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SEY의 단백질의 분리연구에서 SEC를 사용하여 단

백질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첫 번째 단계이지만

SEC의 분리능이 크지 않으므로 단백질들을 모두 분

Fig. 1. Comparison of ultrasonic bath extraction (a) and Trizol® extraction (b) for SEY selenoproteins with AE HPLC-ICP/MS.

Fig. 2. Identification of 5 selenium containing proteins in SEY with AE HPLC-ICP/MS after Trizol® extraction. m/z 80 is
monitored for (a) and m/z 79 for Br is monitored fo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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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분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단백질들은 크기에 따라 분리가 되지만 분리

능이 크지 않다. 따라서 분리능을 높이기 위하여 2D

크로마토그라피등이 이용된다. Mcsheehy22는 SEY 시

료를 trypsin으로 분해시켜 추출한 단백질과 펩티드들

을 SEC를 이용하여 분리시키고 nano HPLC ESI-MS/

MS로 구조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trypsin의 사용으로

단백질들이 일부 가수분해될 수 있다. 조금 더 효율적

으로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전기영동을 사용하기

도 한다.

또 다른 단백질의 분리는 전기영동법이다. Tastet21

는 셀레늄이 강화된 이스트에서 초음파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추출해 내고(효율 17% 이내) 2D 전기영동

으로 단백질들을 분리시켰을 때에 20.1 kDa 근처에 3

개 그리고 14.4 kDa 근처에서 2 개의 spot들을 얻었다.

이 때 5 개의 단백질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 얻은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Trizol®을 이용한 단백질 분리 및 AE HPLC 방법은

Tastet의 방법보다 빠르고 더 쉬우며 무엇보다 셀레노

단백질의 확인이 용이하다. 즉, 전기영동에서 얻은

spot들은 직접적으로 셀레노 단백질인지 확인할 수 없

으며 이들을 다시 추출하여 ESI MS/MS로 확인하였

지만, 본 연구에서는 AE HPLC의 용리액에서 직접

ICP/MS로 연결하여 쉽게 셀레노 단백질을 확인할 수

Fig. 3. RP HPLC-ICP/MS chromatograms after enzymatic hydrolysis of selenium containing proteins for (a) 1st fraction, (b)
2nd fraction, (c) 3rd fraction, (d) 4th fraction, and (e) 5th fraction of AE HPLC. All fractions have SeCys (1.2 min)
and SeMet (1.7 min) except (b). There was a time lag of 0.2 min in case of (e) 80Se is moni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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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이점이 있다. 

3.2. Seleno-amino acids 분리 및 확인

추출된 단백질을 AE HPLC를 이용하여 5 개의 피

크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셀레늄 단백질들을 효소를

이용하여 가수분해시켜 셀레노 아미노산으로 만든 뒤

C18 RP HPLC-ICP/MS를 이용하여 분리시켜 검출하고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용리된 피크 1-5번은

모두 셀레노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었고 따라서 5

개의 피크는 모두 셀레노 단백질임을 다시 확인하였

다. 아미노산들은 주로 SeCys과 SeMet이었으며 단백

질들은 서로 다른 아미노산 형태를 보여 주었다. 무기

셀레늄은 생체나 음식내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으며

셀레늄은 주로 유기셀레늄으로 생체내에서 작용하는

데 본 연구의 결과도 다른 문헌과 같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24 SeCys는 유전자의 명령에 의하여 합성이

되며 SeMet은 셀레늄이 황의 자리에 임의로 치환되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단백질에서 SeMet이 검출

되었다. 특히 2nd fraction은 다른 단백질과는 다르게

주로 SeMet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이 단백질은

엄밀한 의미의 셀레노 단백질(selenoprotein)이 아닌

셀레늄을 포함한 단백질(selenium-containing protein)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e-enriched yeast에서 효과적으로 단

백질을 추출하기 위하여 Trizol® reagent를 사용하였다.

전처리 과정에서 단백질만을 남기고 다른 물질들은

모두 제거하여 분광학적 방해를 최소화하였다. 추출된

단백질을 AE HPLC-ICP/MS를 사용하여 5 개의 셀레

노 단백질로 분리하고 검출하였다. 또한 각 단백질을

가수분해시키고 RP HPLC-ICP/MS로 분리 검출하여

각 단백질은 셀레늄을 포함한 단백질임을 재확인하였

고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었다. 특히,

2nd fraction은 다른 단백질과는 다르게 SeMet 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백질만을 추출하여 분리할 때에 기존의 전기영동

법에 비하여 시간이 더 절약되고 간편하다. SEC 방법

과 비교할 때에 분리능이 증가하여 단백질 분리에 더

효과적이며 매트릭스 분리가 잘 되었다. 본 연구를 통

해 이스트에서의 셀레노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잘 얻

어낼 수 있었다. 다만 각 단백질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ESI-MS와 같은 또 다른 질량 분석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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